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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키넥트와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기존 게임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몰입

도 높은 홀로그램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가 산업의 발달에 따라 최근 게임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단

순히 키보드와 마우스로만 컨트롤 되는 컴퓨터게임이 일반적이었으나, 2006년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을 통해 컨트롤이 가능한 혁신적인 ‘Wii 게임’이 출시되었고, 2011년부터 스마트폰의 보

급을 통해 모바일 게임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최근에는 VR을 이용한 3D 게임이 각광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니터를 사용하는 게임은 몰입도가 떨어지며, VR을 이용한 게임은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프로젝터가 투영하는 영상을 배경으로 숨

바꼭질 게임이 진행된다. 사용자는 누여진 스크린 위에 다양한 입체모형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입체 모형들 사이에 혹은 뒤에 숨겨진 물체를 찾아야 하며, 물체

를 찾으면 즉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물체가 사용자의 시야에 들어왔으나 일정 시간 이내로 

물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체는 다시 입체 모형들 사이로 숨게 되고 사용자의 

시야에서 사라져 사용자는 다시 물체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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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 소개 

 

1) 홀로그램 - 실제 물건으로부터 반사되거나 회절 되어 전파되는 빛의 분포를 기록하

고 재현함으로써 입체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실사 영상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기술   

2) 3D 홀로그램 - 360도 전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 

               - 마치 실제와 같은 입체감을 제공함으로써 현실감과 몰입 감을 강화 

3) 플로팅 방식의 홀로그램   

    - 현재 시장에서 상용화된 기술로, 360도에서 감상이 가능한 완전한 3D 입체영상을  

      보여주지는 못하며, 평면에 2차원 영상을 투영하는 유사 홀로그램 기술.   

4) 키넥트 홀로그램 

   - 플로팅 방식의 홀로그램과 비슷한 효과를 반사나 투명 막을 사용하는 대신 디스플

레이 장치를 통해 바로 보여준다. 디스플레이 된 화면 상의 어떤 물체를 보여준다고 할 때, 

사람의 머리를 Tracking 하여 실재 입체의 경우에 시야에 들어갈 정보를 계산하여 해당 물

체를 다각적으로 보여 줌으로서 마치 실제의 물체처럼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키넥트 홀로그램을 이용한 숨바꼭질 게임 구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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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술의 현황 및 전망 

홀로그램 기술은 아직까지 크게 상용화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공연 전시, 통화, 의

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 공연 분야: Coachella 페스티벌의 홀로그램 Tupac의 공연. (2012년) 

 Tupac의 공연 영상이 홀로그램으로 상영되어 관심이 집중되었다. 무대 위에 선 다른 가수   

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듯한 장면을 구성하여, 실제 가수와 홀로그램의 접목이 이루어졌다.  

    ① 프로젝터가 래퍼 Tupac의 동영상을 거울 표면에 투사한다. 

    ② 이 동영상은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투명한 막에 반사되어 관객이 공중에  

       떠 있는 홀로그램 미지를 감상 할 수 있다. 

2) 3D 홀로그램 화상 통화 연구.  

 폴란드의 기업 ‘Leia Display Systems’이 홀로그램 화상전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

혔다. 두 개의 렌즈와 마이크를 탑재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입체 영상이 인터넷

으로 전송되어 수증기로 형성된 스크린에 홀로그램으로 구현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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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 홀로그램을 이용한 외과수술 

2014년 이스라엘의 Real View-Imaging-LTD 기업은 홀로그램을 심장 수술 보조로 활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심장이 뛰는 모습을 실시간 3D홀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심장 외과의 

에게 제공함으로써 심장 수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공중에 떠 있는 심장 홀로 

그램 이며, 손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돌리는 등의 동작이 가능하다. 

 

이처럼 3D 홀로그램은 3D 입체영상, Ultra HD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새로운 차세 혁신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흑백 화면에서 컬러 화면으로, 

평면 영상에서 3D 입체 영상으로, 풀HD에서 Ultra HD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3D 홀로그

램은 그 정점에 위치한 차세 혁신 기술로 인식된다. 홀로그램은 유리나 스크린같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360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중에 투사되는 자연스러운 영상을 통해 콘텐츠의 

실제 감과 몰입 감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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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기 개발된 시스템 현황 

아직까지 홀로그램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상용화된 바 는 없으나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있다. 

1) Voxiebox  

-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위에서 체스와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품 

- 디지털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이용해 간단하게 3D 홀로그램 영상을 구현. 

- 박스 형태의 스크린 위에 장치된 프로젝터가 아래로 영상을 쏘아 보내고 빠른 속도로 

진동하면서 마치 화면 위에 체스 말이 떠 있는 것 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 한계 ① 시제품에서 구현된 이미지는 저해상도의 낮은 품질 

     ② 체스 말 또한 기존의 게임 패드로 조작하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해 고해상도 홀로그램 영상 구현이 가능할 경우 홀로그램 보드 게

임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게임 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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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현재 게임시장에는 장르와 기기를 불문하고 다양한 게임이 출시 되어있다. PC화면을 통해 

마우스와 키보드로 진행하는 가장 초기 형태의 컴퓨터 게임, 스마트 폰 의 발달과 더불어 

급성장한 모바일 게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VR을 이용한 가상현실게임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몇 가지 제한 요소를 갖고 있다. 그 한계는 아래와 같다. 

1) 화면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한다.  

현장감 있게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시야 그대로 게임의 배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화면의 특성상 크기가 일정하며 고정된 사각형 모양으로 시야에 

꽉 차지 않는다. 현실감 있는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제약을 극복하여 사

람들의 시야 그대로 보는듯한 3D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사용되어야 한다. 

2) 마우스, 키보드 제어 등과 같은 제어 기능은 실감나는 게임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더 현실감 있게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클릭이나 터치 같은 제어가 아니라 

실제 손으로 넘기는 것 같은 보다 직접적인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본 프로젝트는 이

런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젝터와 키넥트를 이용한다. 키넥트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며, 이 위치에서의 시점에 대응되는 3D 입체 영상을 프로젝터가 투영하여 

사용자에게 화면의 제약을 벗어나 더욱 몰입도 있는 게임을 제공한다.  

3) VR 의 불편함 

VR 은 PC 게임에 비해서는 몰입도 있는 게임을 제공한다. 그러나 VR 을 착용하는 사람

들은 대부분 몇 분도 채 안되어서 어지러움을 느끼며, 화면에 김이 서려 불편함을 호소

한다. 본 프로젝트는 프로젝터와 키넥트를 이용한 홀로그램 방식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다. 이러한 기존 게임들의 보완을 통해 좀 더 사용자에게 편리한 도구로, 현장감

과 실제 감 그리고 몰입도 있는 게임을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못한 홀로그램

이라는 소재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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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게임을 통하여 사용자가 3차원공간을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스크린과 사용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시점 변화를 인식하여 

구성된 3차원 공간을 현실의 물체처럼 볼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게임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가상현실로 구성된 홀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목표 

1) 기존에 사용되던 디스플레이로도 구현이 가능한 홀로그램 기술을 구현한다.  

사람이 물체를 보는 방향에 따라 물체의 형상이 달라지는 물체의 전 방위 3 차원 상

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실물을 관측 할 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다. 또 한 마치 실

제 상황을 보는듯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3D MAX 를 통하여 최대한 사실적인 3D 오

브젝트 구현한다. 사용자가 보는 시야 각을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자가 실제 물체를 

보는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관건이다. 광원의 위치도 적절하게 설정하여,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과 외부 환경과의 괴리감을 적게 느끼게 구성한다.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 현실세계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방법도 사

용한다. 

2)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사용자의 손에 해당하는 부분의 모션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손동작이 화면과 상호작용 

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키보드, 마우스 등의 인터페이스 없이 모션 인식을 통한 제어

를 하게 된다. 모션 인식은 화면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것과 더불어 가상의 

대상을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치 만진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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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1) 시나리오 

1. 사용자는 Kinect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게임을 시작한다. 프로젝터에 의해 투영된 

영상이 테이블의 스크린에 띄워지고 사용자는 이 화면을 보게 된다. 사용자는 

Hand Up 모션을 통해 캐릭터와 맵 선택화면으로 이동한다 

2. 사용자는 1:1 매칭된 캐릭터와 맵을 보고 Swipe 모션을 이용하여 고르고 Press 모

션을 통해 선택한다. 

3. 사용자는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며 게임을 진행한다. 이때 사용자의 위치에 따

라 사용자의 시점에 맞게 화면이 바뀌게 되며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실제 물체

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된다.   

4. 사용자가 캐릭터를 발견 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손과 스크린 상의 벌레가 충돌

하였을 경우 잡은 것으로 간주한다. 

5. 게임에 성공하였을 경우 다음스테이지로 이동 혹은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며 다

음스테이지로의 이동시 캐릭터의 수가 늘어나거나 혹은 속도가 빨라진다. 

6. 게임에 실패하였을 경우 재도전을 하거나 게임을 끝낼 수 있다. 

 

2) 키넥트 

(1) 키넥트 의 배치 

 키넥트은 지면 위 0.6m부터 1.8m까지, 사용자와의 거리는 1.8m부터 2.5m사이의 인

식 범위를 제공한다. 책상을 기준으로 이동 하는 사용자의 동선과 손동작의 인식을 

고려하여 높이 2.0m, 사용자와의 거리 1.8m의 위치에 키넥트를 설치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손동작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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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넥트 홀로그램 기술- Depth Map 

키넥트가 깊이 정보를 받아오는 것은 키넥트에서 적외선을 방사 한 후, 반사 되어 

돌아오는 적외선 들의 분포를 해석해서 물체의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원리 이다. 

 

스크린을 누르면 스크린과 깊이 정보가 비슷해 지고 주변 배경의 깊이와 비슷해 진다. 

깊이 정보가 점점 낮아지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스크린을 눌렀다고 판단

할 수 있게 된다. 

                         <좌- 검은 장갑 미착용, 우- 검은 장갑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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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장갑을 착용하게 되면 오차율을 7cm에서 1cm내외로 줄일 수 있다. 검은색은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 할 수 있기 때문에, 키넥트의 적외선도 다시 반사되어 키넥트로 

돌아가지 못하고 흡수되어 버린다. 따라서 적외선 센서에서 검은색 부분은 인식할 수 없

는 공간이 된다. 이를 역이용하여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는 손이 있다는 방식에 착안하여 

인식률을 높였다.  

키넥트 홀로그램 기술 구현을 위해 스크린과 헤드의 위치, Depth Map, 가상의 좌표 

계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스크린에 사용자의 위치와 일치하도록 한다. 스크린을 기준으

로 가상의 좌표 계를 생성한다. 사용자의 상반신 전체를 읽어 들여 헤드 트레킹과 핸드 

트레킹을 하도록 하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구한 후 좌표 계 위치를 

파악한다. 헤드 위치에 카메라를 생성 한 뒤 스크린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처리한다. 카메

라는 사용자가 게임 진행 중 항상 테이블을 바라 보도록 고정한다. 

 

(3) 동작 인식 개발 

 

모션 예시 설명 

Swipe 

 

맵과 캐릭터 선택 시 다음 보기로의 이동시 사용 

Press 

 

캐릭터를 잡거나 맵 을 선택할 때, 메뉴를 선택할 때 사용 

Hand   

Up 

 

게임 시작 후 캐릭터 선택 화면으로의 진입 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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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I 개발 

(1) UI Sequence Diagram 

 

 

 

 

 

 

 

(2) 구현된 게임 구성 

 

<시작 화면>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의 화면 

  

<캐릭터& 맵 선택 화면> 

캐릭터와 맵 을 동시에 선택 

 Slide모션을 이용하여 다른 맵을 볼 수 

있으며 Press모션시 맵이 선택된다. 

 

 

<게임 후 호출되는 메뉴 창> 

게임에 성공) 다음 단계 or 되돌아가기 

 실패) 재도전 or 끝내기 

선택이 가능한 메뉴 창 

Press모션을 사용하여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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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 진행 규칙 과 이벤트 

① 거미 & Desk Map: 거미를 잡아 눌러 죽이는 게임.  

거미는 사용자를 피해 숨어 이동하며 거미를 잡을 경우 거미가 피를 튀기며 죽는

다.  게임에 성공하여 게임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거미의 속도가 증가하거나 혹은 

거미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② 쥐 & Cake Map: 쥐 로부터 맵 중앙의 케이크를 보호하는 게임.  

쥐를 잡을 경우 쥐가 폭발한다. 케이크가 쥐에게 노출 당할 경우 쥐가 케이크를 

갉아 먹어 열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케이크가 하나씩 사라진다. 

③ 병아리 & Garden Map: 병아리로부터 알을 보호하는 게임. 

여러 개의 알이 출현한다. 알이 병아리 에게 노출 당할 경우 알이 사라진다. 

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 3D Max 

① 다양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 3 개의 필드와 캐릭터로 구성하였다. (완료) 

② 최대한 실제와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텍스처를 사용한다 (완료) 

 

2) Kinect 

① 헤드 트레킹을 통해 사용자에 시점에 맞게 화면을 전환시켰다(완료) 

② 핸드 트레킹을 통해 모션 인식을 구현하였다. (완료) 

③ 카메라 이동 부분을 개선하였다(완료) 

④ 키넥트로부터 깊이 정보를 받아 들여 화면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하였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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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ity 

① UI 구현을 완료하고 맵과 캐릭터를 1:1 매칭 시켰다. (완료) 

② Hide And Seek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캐릭터의 도주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완료) 

③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랜덤 길 찾기 알고리즘을 사용자의 시선에 따른 

알고리즘으로 개선하여 기존보다 빠른 랜덤 숨기 알고리즘으로 개선하였다. (완료) 

A. 사용자의 손 위치에 따른 개선 되기 전 도주 알고리즘 

 

손이 접근해오면 랜덤으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랜덤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플레이어 입장 헤드트레킹에 따른 실제 사용자의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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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용자의 시야에 따른 도주 알고리즘으로 개선 

사용자의 시선에서 레이케스트를 발사한 후, 장애물에 의해 투과되지 않는 지점을 목표물이 

숨는 장소로 지정한다.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레이케스트가 도달 가능한 

지점이고, 노란색 부분이 레이케스트가 도달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용자의 시선으로부터 나온 

레이케스트에 목표물이 맞으면 다시 새로운 

숨을 장소를 탐색하여 이동한다. 

4) 시스템 전체 구성도 

 

2.2.3  시스템 비 기능(품질) 요구사항 

1) 성능 - 출력 프레임의 속도가 24fps 이상 보장해야 한다. (달성) 

키넥트는 입력 프레임이 30fps로 까지 밖에 나오지 않는다. 입력 받은 프레임에서 머리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보여질 영상을 계산하여 디스플레이에 출력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영상은 입력 영상의 속도에 종속적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24fps 이하의 

움직임에 대하여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속도로 출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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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1) System Architecture 

사용자는 Unity3D 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임을 수행할 수 있다. Kinect 로부터 

사용자의 위치 값과 깊이 값을 전달받아서 해당 시점에서의 게임화면을 출력한다. 또한 

사용자의 손동작을 인식해서 이를 프로그램에 입력 값으로 전달한다 

2) Software Architecture 

① Software Architecture 

 3 가지의 Scene 으로 구성 되어 있다. Title Scene 에서는 User 의 Kinect 인식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View와 Title화면을 보여주게 된다. User의 팔을 들어 올리는 Hand Up 

모션을 통해 캐릭터와 맵을 선택할 수 있는 Selection Scene 으로 이동한다. 

PlayScene

Kinect Title Map Character Kinect

SelectionScene

SelectionManager

MotionController SeekAlgorithm

TitleManager PlayManager

TitleScene

Motion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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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election Scene 

맵과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으며 Swipe 모션으로 맵과 캐릭터를 바꾸고 Press 모션을 

통해 맵과 캐릭터를 선택한다. 선택이 완료 되면 Play Scene 으로 화면이 전환된다. 

③ Play Scene 

Kinect 에서 입력된 키네마틱 모델을 이용하여 User 의 위치 및 모션 상태를 확인하여 

게임을 진행 한다. Screen 상에서 User 의 모션에 따라 Stage 가 완료되면 다음 Stage 로 

이동할 것인지 현재 Stage 를 한번 더 Play 할 것인지 묻는 UI 를 출력한다. 

3)  Hardware  

Kinect 의 검출 범위는 0.8m – 4.0m 로 User 의 키네마틱 

모델을 입력 받아 Play Desk 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User 의 시야에 따른 Display 를 보여준다. 

 

2.2.5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 키넥트의 분해력 한계로 인한 노이즈 제거 

키넥트의 분해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배경과 사람의 구분이 어렵다. 인식되는 물체 

주변에 튀는 노이즈 값이 많아서, 사람의 머리 

위치 역시 정확히 받아오는 것이 어렵다. 사람의 

머리를 기준으로 보이는 뷰가 바뀌기 때문에 

화면이 진동하는 현상이 있었다. 따라서 노이즈 

수준에서 발생하는 작은 움직임은 감지 못하도록 

평균적인 변화율 보다 일정치 이상 작은 변화는 무시하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대신 연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프레임의 손해를 보게 되었지만, 감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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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넥트의 신체 모델 API 분석 한계      

키넥트의 신체 모델 API 는 본래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되었다. 

정확한 신체의 구조를 받아오기 위해서 설계 되지 않았고, 때문에 동작 별로 팔 길이 

등이 달라지는 것을 감지 할 수 없다. 그래서 스크린과 상호작용시에는 키넥트의 기본 

API 를 이용할 수 없었다. 우리는 대신에 키넥트의 뎁스맵을 이용해서 스크린을 눌러서 

뎁스맵으로 높이가 낮아지는 부분을 터치했다고 인식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뎁스맵도 

노이즈가 많아서 보다 정확한 인식을 위해 검은색 마커(장갑)를 이용하였다. 검은색 

마커는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 할 수 없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6  결과물 목록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기술문서 

유무 

입력 

제스처 인식 

모듈 

Kinect 로부터 사용자의 

손 동작을 인식 
모듈  

헤드트래킹 

모듈 

Kinect 로부터 사용자의 

머리 방향을인식 
모듈  

출력 프로젝터 게임 화면을 출력 모듈  

알고리즘 

제스처 인식 

인터페이스 

Kinect 에서 얻은 사용자의 

손 동작을 분석하여 기능을 수행 
C#  

시점변환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하여 게임내의 

시점을 해당 위치로 이동한다. 
C#  

UI 

메인  게임이 시작되면 출력되는 화면 Unity3D(C#)  

캐릭터 &  

맵 선택 

게임에서 찾아내야 할 목표물과 맵을 

선택하는 화면 
Unity3D(C#)  

게임 플레이 
물체에 가려지지 않은 방향으로 시점을 

이동하면서 목표물을 찾아낸다. 
Unity3D(C#)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Hide and Seek 

팀 명 Holo World!!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6-05-22 

 

캡스톤디자인 I Page 21 of 28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VR장비들의 등장과 함께 가상현실을 이용한 기술들이 각광받는 시점에서 특정한 장비를 착

용하지 않고도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키넥트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기대효과는 다음

과 같다. 

- 사용자에게 현실감 넘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가능 

- 홀로그램이 사용자와 상호작용 하므로 좀더 몰입 감 넘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대중화 되어있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홀로그램을 체험 할 수 있다. 

- 게임과 홀로그램을 접목시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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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3.1 사용 가능성 

현재 게임산업은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게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화면의 제약과 제어장

치가 갖는 한계가 크다. Hide & Seek은 게임에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했

던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홀로그램을 쉽게 체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 하고 게임 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연령대

와 성별에 구애 받지 않는 게임으로 가족단위 체험으로 적용 가능하다. 또한 모션 인식을 확장하

고 환자의 재활치료등에 홀로그램을 적용하여 더 나아가 의료산업으로 분야에 적용 할 수 있다. 

3.2 디스플레이 방식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시야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정보 

 최초의 프로젝트는 사용자의 헤드를 따라 가상의 물체 주변에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였다. 하지만 사용자가 모니터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평면 물체가 사람 눈에 입체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을 왜곡시켜서 보여야 실제와 같이 입체감 있게 보인다. 그래서 

카메라에 투영되는 방식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가상의 테이블의 네 귀퉁이를 카메라의 고정 인식 

점으로 지정하고 카메라를 어떻게 이동하여도 네 귀퉁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frustum 을 조정하여 

구현에 성공하였다. 대신 모니터 밖의 부분은 표현되지 않는다. 때문에 게임 구성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플레이 위치를 유도하고 모서리 부분일수록 높이가 낮은 물체를 배치함으로서 괴리감을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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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숨기 알고리즘 

 기존의 게임과 다른 방식의 게임인 

만큼 보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방식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서 

애를 먹었다. 처음에는 목표물이 

숨는 알고리즘으로 유니티에서 기본 

API 로 제공해주는 Navipath 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기본 

API 는 맵을 분석하여 높낮이나 

장애물 등을 계산하여 본인이 갈 수 있는 곳 중 어느 한 지점을 랜덤으로 가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경우 캐릭터가 사용자의 앞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게임을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 때문에 우리는 위와 같은 방법을 숨기 알고리즘의 개선을 함으로서 이루었다. 

사용자의 머리를 추적한 후 마치 레이저가 나와서 맵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실제 

코드상에서도 트레킹 된 사용자의 헤드 로부터 맵에 레이캐스트를 뿌려서 목표물이 맞으면 

맞지않을 때까지 도망가도록 하여서 사용자로부터 숨게 하였다. 

 

3.4 뎁스맵을 통한 상호작용 

 처음에는 키넥트에서 기본으로 

인식해주는 신체 모델 만을 통해 

게임과 상호작용하도록 하였으나 

동작인식에서 의도하지 않은 인식

을 보였다. 손의 위치를 읽어서 동작을 인식시키면 몸과 함께 움직인 손의 움직임을 손동작으로 

오인하고, 척추와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손의 위치를 인식시켰더니 손은 고정된 체로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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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면 손동작으로 오인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동작을 인식하기 전에 특정한 제한을 걸기로 하

였다. 화면을 누르는 행위를 함으로서 오 동작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화면을 누르는 도

중에 손을 좌나 우로 움직이면 슬라이드 효과를, 화면을 더 깊이 누른 상태를 유지하면 해당 메

뉴를 선택하는 효과를 주는 방식을 하였다. 이는 사용자의 동작을 제한함과 동시에 화면의 정확

한 지점을 누름으로써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게 하였으며 허공에 하는 동작보다 깊은 몰입 감을 

제공한다. 이는 뎁스맵을 그린 후 스크린의 깊이 인식을 통해 구현하였다. 그러나 처음에 깊이 지

도를 그리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손을 드는 동작을 해야 게임에 진입하게 하

여 사용자가 스크린에서 손을 떼도록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스크린의 초기 뎁스맵을 저장한다. 후

에 스크린을 누르는 동작 등을 취함으로 최초 뎁스맵과의 깊이 차를 분석하여 상호작용 할 수 있

게 구현하였다. 

3.5 키네마틱 모델을 통한 게임과의 상호작용 

 키넥트를 통해 받아오는 인체 모델을 이용

하여 게임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다. 

신체의 주요 부위 중 직접 상호작용하는 부

위는 머리와 손이다. 

 게임 내내 사용자의 머리 위치를 추적하면

서 테이블에 보여질 뷰를 바꾸도록 한다. 사

용자의 머리에 가상의 카메라를 고정 시킨 

후 정확히 테이블의 네 귀퉁이에 frustum을 

고정 시킴으로 사용자가 움직임에 따라 그

곳의 보여지는 뷰가 그 사용자의 시점에 맺

히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사용자의 손

은 손을 들었을 때, 화면을 슬라이드 했을 때, 그리고 화면을 눌렀을 때의 제스쳐를 입력 받아서 

게임과 상호작용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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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1) Hide and Seek 사용법 

① Hide and Seek 를 실행시키고 장비를 설치한다. 사용자는 Kinect 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게임을 시작하며, 프로젝터에 의해 투영된 테이블의 스크린을 이용하여 

화면을 보게 된다. 

② 프로그램 타이틀 화면이 나타나면 Hand Up 하여 자신의 몸이 잘 인식 되었는지 

확인하며 캐릭터와 맵 을 고르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③ 캐릭터와 맵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Swipe 모션을 사용하여 다른 맵 과 캐릭터 

보기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Press 모션을 사용하여 맵 과 캐릭터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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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게임이 시작되면 사용자는 책상 주변을 돌아다니며 캐릭터를 잡는다. 이때 

Press 모션을 이용하여 캐릭터에 접근한다. 

 

 

⑤ 게임의 스테이지를 성공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할 것인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것인지 묻는 화면이 나타나며 선택이 가능하다. 또 게임에 실패하면 재도전 혹은 

게임 끝내기 중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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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테스트 케이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테스트 

결과 

입력 

제스처 

인식 모듈 

Kinect 로부터 사용자의 

손 동작을 인식 

지정된 제스처를 

취한다 

모션이 인식되어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  

성공 

헤드트래킹 

모듈 

Kinect 로부터 사용자의 

머리 방향을 인식 

책상 주변을 

돌아다닌다. 

사용자의 시점에 맞는 

화면이 출력된다. 

성공 

출력 프로젝터 게임 화면을 출력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메인 화면이 출력된다. 성공 

알고리

즘 

제스처 인식 

인터페이스 

Kinect 에서 얻은 사용자의 

손 동작을 분석하여 기능을 

수행 

모션을 취한다 
지정된 모션에 맞는 

이벤트가 따른다 

성공 

시점변환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하여 

게임내의 시점을 해당 위치로 

이동한다. 

게임을 실행하고 

이동한다 

사용자의 시점에 맞는 

화면이 출력된다 

성공 

UI 

메인 
게임이 시작되면 출력되는 

화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다음 화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Hand Up 모션을 

요구하는 화면이 

출력된다 

성공 

캐릭터& 

맵 선택 

게임에서 찾아내야 할 

목표물과 맵을 선택하는 화면 

메인 화면에서 Hand 

Up 모션을 취한다. 

게임을 진행하고자 하는 

캐릭터& 맵 선택을 하는 

화면이 출력된다 

성공 

게임 

플레이 

물체에 가려지지 않은 

방향으로 시점을 이동하면서 

목표물을 찾아낸다. 

게임에 성공한다. 

- 게임 성공) 다음단계 or 

되돌아가기 

- 실패) 재도전 or 끝내기  

성공 

 


